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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바이오 기반 청정 기능성·산업소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

다른기관 또는
민간인 관련자

○ 신규한 자가영양미생물 확보 성공 및 이들의 기능 평가를 통해
C1 물질 이용의 대사다양성 확보
- 연안환경으로부터 Acetobacterium속과 Eubacterium속 사이에
존재하는 새로운 분류군을 확보함
추진실적

- 이들의 유전체 분석, 대사과정 시험 등을 통해 기존 균주들보
다 다양한 C1 물질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함
○ 모델미생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사조절기작 확인 및
- 모델균주 Clostridium sp. AWRP를 활용하여 가스전환 연속배양
시 아세트산 생산성 약 8 g/L/d 도달

- 모델균주 Clostridium sp. AWRP를 활용하여 가스발효시
OD600=5.4 달성
○ 미세조류 10톤급 배양 및 추출물/가공물의 효능분석
- Dunaliela salina로부터 항산화,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추출물
및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가공물 확보
- Tetraselmis sp.로부터 항산화,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추출물
및 가공물 확보
○ 구멍갈파래 가공물의 효능분석
- 콜라겐 합성과 보습 활성이 우수한 구멍갈파래 가공물 확보
-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구멍갈파래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시사
○ 미세조류-미생물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 테스트 및 대량배양
설계 : 소규모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에서 미세조류의 우수한
성장성을 나타냄. 이를 기반으로 대량배양 시스템 설계
○ 수층공간이용 복합생물 자원개발
- 양식자원 위해성인자 환경모니터링 병원체목록 조사
- 양식어장 부착(위협) 생물 저감방안 연구
- 국내 수층공간 양식어장 복합단지 어장설계도서 작성

향후
추진계획 및
내용

○ 국내외 해양극한
․
환경 유래 생명유전자원
․
확보 및 특성분석
- 기 확보 시료로부터 미생물 분리 및 특성분석: 시료의 농후배
양, 세포분류기 활용 균주 분리 및 분자동정
- 우수 균주 선정 및 특성분석: 유전체 분석, 생리학적 특성분석
○ 우수균주 선정 및 정밀 분석 및 개량균주 확보
- CO2 고정능이 우수한 균주 1주 이상 선정 및 정밀 분석: 기질
이용성, 대사산물 생산능
- 아세트산 전환능이 우수한 균주 1주 이상 선정 및 정밀 분석:
기질 이용성, 대사산물 생산능
- 오믹스 기반 대사경로 및 특이 유전자 기능 분석
○ 가스전환 기술 최적화 : 배양조건 탐색, 가스발효 기술 개선을
통한 고농도 배양 기술 확립
- 가스발효 공정 파라미터 최적화 공정개발 : 가스공급/희석속도,
배지 중 주요영양분 농도, 액체순환속도 효과 분석 및 개선
- 가스발효 적합 고농도 배양 기술 개발
○ 가스전환 해양·극한미생물

플랫폼 확립 :

균주,

gas

fermentation기술, 소재 생산 연동 시스템 확립
- 가스전환 우수균주 개발
- 가스전환 산물 다양화 균주 확보
- 고염분수 배양 해양생물원료의 성분 안정화 대량생산 공정 확립
○ 고염 해양생물자원 추출물/가공물로부터 유효성분 확보 및 효
능 평가
- 유효성분 발굴을 위한 물질 분리 및 정제
- 유효성분의 효능 확인 및 작용기전 규명
- 비임상 효력시험을 위한 제브라피쉬에서의 효능 평가
- 미세조류-미생물 하이브리드 배양시스템을 이용한 대량배양
○ 해양생물원료 성분 안정화 생산 프로토콜 구축
- 최적 추출공정 개발 및 기준시험법 확립
-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/안전성/기능성에 관한 자료
산출
○ 냉수층 공간을 이용 위생안전 어·패류 복합양식해양생물자원
개발
- 양식생물 특이 병원체 진단기술 확립
- 먹이생물 분포와 양식어종의 먹이특성 관계 규명 및 부착생물
관리 매뉴얼 작성
- 품종별 양식적지 판정 도서 작성 및 수층 공간을 이용한 냉수
성 어ㆍ패류 어장관리 매뉴얼 작성
- 해양바이오 생물생산 및 이용기술

